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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미국 미국 산업안전보건청(OSHA): 친환경 일자리 소개 및 산업별 잠재 위험요인 내용 발표

<미국 산업안전보건청(OSHA) 홈페이지 게재 자료>  

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친환경 산업의 근로자도 안전보건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하에  
친환경 일자리에 대한 웹페이지를 마련하여 자세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

  ❏ 친환경 일자리(Green Jobs) 개요

   - 친환경 일자리란 일반적으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로써 경제활성화와 일자리확대에 도움을 줌. 

친환경 일자리의 위험요인은 이미 알려진 추락, 화재, 밀폐공간 등 위험요인 함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위험요인

의 존재 가능성이 높아 향후 특별한 관심이 요구됨. 

  ❏ 친환경 일자리 관련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장(Mr. David Michaels)의 연설문 요약 (2009년 12월, NIOSH 워크숍)

   - 5500만 달러를 친환경 일자리 관련 지원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함 : 2009년, 미국 노동부장관 발표

    ▸ 지원금의 사용처: 직업훈련, 친환경 산업 및 관련 일자리확대

   -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5대 친환경 혁신 원칙

    ▸ 원칙1: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고 친환경 업무 개발에 있어서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함. 근로자와 사업주는 상호 

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위험요소를 평가 및 감소시키는데 함께 노력함

    ▸ 원칙2: 화학물질 안전에 노력함. 

    ▸ 원칙3: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염두에 두는 PtD (Prevention through Design) 확산을 위해 노력함.  

    ▸ 원칙4: 신규 기준 및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함. 이를 위해 과학자, 엔지니어, 학계인사, 학생, 

근로자 모두의 참여를 도모함.

    ▸ 원칙5: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목소리를 높임. 즉 근로자에게 그들의 권리 및 위험요소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

전달함. 

  ❏ 친환경 산업별 위험요소 

   - 풍력에너지(wind energy)

    ▸ 위험요소 : 추락, 밀폐공간, 화재, 끼임사고 등

   - 태양열에너지(solar energy): 태양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치, 유지보수 등의 작업에서 많은 안전보건 

위험요소가 존재함. 

    ▸ 위험요소 : 아크용접불꽃, 감전, 추락, 화상 등

   - 지열에너지(geo-thermal energy): 건물 냉난방 또는 전기생산을 목적으로 지열을 활용하는 것.

    ▸ 위험요소 : 도괴, 실리카 노출, 추락 등

    ▸ 사고발생 사례 : 파이프 설치를 위해 깊이 1.8m, 넓이 75cm의 트렌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도괴된 흙에 깔려 

사망함. 사고당시 흙막이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.

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(주간)(주간)

제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  TEL 032)510-0747  E-mail cissys@kosha.net

Global Newsletter on
Safety and Health 

at Work

2011년 4월 18일(제273호)



   - 바이오연료(biofuels): 곡물, 식물성 오일, 산업폐기물 등의 재생에너지로부터 만들어내는 연료임. 미국에서 

생산되는 바이오연료는 크게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이 있음.

    ▸ 위험요소: 폭발, 화학반응, 화상, 화학물질 노출 등

    ▸ 사고발생 사례 : 작업장에서의 고온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스파크가 화재로 이어져 (곡물 알코올에 옮겨 붙음) 

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음.

   - 재활용산업(recycling): 2008년 미국의 폐기물관리산업의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0만명 당 20.3명으로 전체 산업 

평균의 5배에 달했음.

    ▸ 위험요소 : 차량관련사고(약 60%), 낙하 및 비래(12%), 유해물질 노출 및 화재폭발(8%)

   - 옥상녹화 산업(green roofs): 옥상정원 조성산업의 지속적 유지보수는 산업안전보건청(OSHA)의 관리대상임.

     ▸ 위험요소: 추락, 실리카 노출, 고온 및 저온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

   - 수소연료전지(hydrogen fuel cells): 연료전지는 연소반응 없이 전기화학적 장비를 통해 전기를 생산해 내며 

수소연료의 공급이 계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전기생산이 가능함.

     ▸ 위험요소: 화재 및 폭발, 동상, 전기사고 등

   - 냉난방 산업(weather insulating/sealing):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산업

     ▸ 위험요소: 밀폐공간, 추락, 호흡기 질환 등. 특히 일부 절연물질의 경우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짐 (도포식 

폴리우레탄 폼, 폴리스티렌 등). 특히 도포식 전연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화재위험과 더

불어 유해화학물질의 호흡기를 통한 유입으로 인한 천식의 발병률이 매우 높음.  

    <출처> http://www.osha.gov/dep/greenjobs/index.html 

  

국제 산업안전보건 정보국제 산업안전보건 정보

안 내  세계산업안전보건의 날 - 2011년 4월 28일 

    ❍ 매년 4월 28일은 ILO(국제노동기구)가 정한 산업안전보건의 날임

    ❍ 2011년 세계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 안내

      - ILO는 전세계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제네바에서 실시할 예정 

      - 2011년 세계산업안전보건의 날은 작업장 사고예방과 산업안전관리에 관한 지속적인 향상을 추진하기 위한 

시스템적 접근에 초점을 두고 있음

      - 또한, 작업장 위험과 위해요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(OSHMS)의 적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

      - 국내에서는 각 사업장 자율적으로 세계산업안전보건의 날을 기념하고 포스터를 활용하여 홍보실시예정

<출처>http://www.ildo.org/safework/events/meetings/lang--en/WCMS_153617/index.htm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[Green Job]                      [세계산업안전보건의 날 포스터]

               



영국HSE(산업보건청)  넘어짐(Slips and Trips) 재해에 대한 위험평가툴 온라인제공

    ❍ 영국HSE 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넘어짐(Slips and Trips) 재해에 대한 예방과 대처, 주요이슈 등을 게재

    ❍ 수록내용

      - 넘어짐 재해에 대한 FAQ

      - 예방대책 : 사업주, 근로자, 작업장 설계자, 작업장 신발, 바닥 등에 관한 내용

      - 넘어짐 재해관련 직간접 비용

      - Case Study

      - 기타 관련 뉴스

      - 넘어짐 재해 위험평가를 온라인에서 실시할 수 있는 툴 제공(온라인용, 다운로드 프로그램 용 2가지 버전)

    ❍ 온라인평가툴 : http://www.hsesat.info/published_web/Default.htm

       

<출처> 관련웹사이트 : http://www.hse.gov.uk/slips/index.htm

ISSA(국제사회보장협회)  2011 사회보장강조주간 행사시 글로벌 예방문화 촉진실시

    ❍『Social Security Week 2011』개최-ISSA 주관 사회보장강조주간 행사 

      - 기 간 : 2011.4.27-29

      - 장 소 : 멕시코시티

      - 주 관 : ISSA, OISS(미국-이베리아 사회보장기구), ILO 등 

      - 프로그램 소개

        • 2일차 세션(산업안전보건관련) :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의 발전과 도전(오전1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제 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 향후 전망(오전2)

        ※ 상세프로그램 : http://www.issa.int/content/download/146804/2943392/file/2-Programme.pdf

      - 과테말라선언에 기초한 본 행사의 목적은 미주지역의 사회보장관련 협력과 소통을 위함임

      -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예방문화가 주요의제임

        • 보건증진과 이에 따르는 사회보장시스템의 효과

        •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과 보건

        • 고령자를 위한 보호활동

        • 사회보장을 위한 교육과 문화의 역할

      - 본 행사는 사회보장이 세계적으로 전파되는데 초석이 된 행사로써, 세계안전보건의 날(매년 4.28)이 포함된 

주에 매년 개최되며, 예방과 산업안전보건이 주된 의제이다. 

       ※ 과테말라 선언 : 사회보장문화에 관한 각 주체들의 협력지원을 위한 선언  

<출처>http://www.issa.int/News-Events/Events/Social-Security-Week-2011-Promoting-a-Global-Prevention-Culture



산업안전홍보  산업안전보건전문가에 대한 Guide 소개

    ❍ 미국 안전기술사회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에 대한 일반대중 인식개선과 직업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

활동을 하고 있음. 이런 활동의 하나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함.

    ❍ 산업안전보건, 환경 전문가로의 안내서『Your Guide To A Career In The Occupational S&H Profession』

      - 수록내용 

        • What is the SH&E Profession?(산업안전보건 전문가란 무엇인가?)

        • What is Safety Science?(안전기술이란 무엇인가?)

        • What do SH&E Professionals Do?(안전보건전문가가 하는 일은?)

        • Salaries and Professional Outlook(급여수준이나 지위는?)

        • How to Become a SH&E Professional?(안전보건전문가가 되는 길은?)

        • Where SH&E Professionals Work?(안전보건전문가의 업무영역)

<출처> http://www.asse.org/newsroom/presskit/docs/ASSE_she_career_broch_FNL.pdf

미국ASSE 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전문가, 미국 TOP-50대 직종으로 선정 

    ❍ 미국 안전기술사회(ASSE)는 지난 2010년 11월 "Money Magazine"에서 환경/보건/안전 전문가를 미국 최고의 

직업 순위의 22위로 선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함. 

    ❍ 선정기준은 경력직 직원의 임금수준, 해당 직종의 성장가능성, 직업 만족도 등이었음. 

    ❍ 미국 노동통계청(BLS)의 자료에 따르면 2006-2016년의 기간 동안 안전보건환경 전문가의 수가 9% 증가할 것으로 

예상됨. 

    ❍ 현재 미국 안전전문가의 연봉은 적게는 3만불(안전 감독관)에서 많게는 15만불을 상회하기도 함. 

    ❍ 2011년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ASSE의 회장 Darryl C. Hill은 "지금까지의 100년보다 앞으로의 100년 동안 

안전보건분야에 있어 더 많은 성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.”라고 밝힘. 

<출처> http://www.asse.org/newsroom/release.php?pressRelease=1569


